
Ⅰ. 서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각하여 학습을 통해 건강관

리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강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적절한 위생습관이 형성된다면 전염성 질환, 감기나 

식중독, 치아우식증 등 청소년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1].

청소년 시기는 학교 등의 집단생활이 대부분이며, 식중독, 

유행성 눈병, 감기, 독감, 등 크고 작은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의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2], 청소년의 대부분의 생활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학생의 결석

과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높일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3].

건강습관이 고착되기 전 올바른 개인위생을 습득하고 실천하

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

개인위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이며, 손 씻기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체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감염 예방법으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기, 수두, 결막염 

등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4]. 손 씻는 방법에 따른 

세균 실험에서 비누로 손을 씻을 경우 세균 제거율이 99%로, 

비누로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5].

두 번째 개인위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칫솔질 습관이다. 우리

나라 12세의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은 2000년도에 77.1%, 2015년

도에는 54.6%, 2018년도에는 56.7%로 감소되는 듯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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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가하였다[6].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구강질환을 예방하려

는 지각능력과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구강위

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7]. 

치아우식증은 유아기, 학령기⋅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여,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보건행동은 계속 

유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시기의 치아우식 관리는 중요하다[8].

개인위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과 최[9]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8주의 손씻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후 

손 씻기 지식, 태도 및 실천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김 

등[10]의 연구에서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 실천은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개인위생교육경험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비누로 손씻기 실천 및 관련요인[11], 

청소년 특성에 따른 학교에서의 개인위생교육 경험과 손씻기 

이행도의 관계[3] 등이 있을 뿐 손씻기 교육과 칫솔질교육을 

통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적절한 손 씻기, 

칫솔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개인위생 교육방법을 통해 바람직한 개인위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을 대

표할 수 있는 자료로 청소년의 개인위생교육 경험이 주관적 

건강 및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에서 개인위생교육의 뱡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15차(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

태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 실에서 학생들에게 1인 1대의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위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를 거쳐, 모집단 층화는 시도, 도시규모, 지역군, 

학교급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요인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건강, 개인위생교육이며, 구강관리행태는 하루칫솔

질 횟수, 점심식사후 칫솔질, 주관적 구강건강, 스케링경험, 치면

열구전색경험, 치과방문경험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주관적 건강 

및 주관적 구강건강은 Likert 5점 척도 매우건강하지않다 1점, 

건강하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건강하다 4점, 매우건강하다 

5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위생교육 경험은 칫솔질 교육만 받은 

군, 손씻기 교육만 받은 군, 둘다 받지않은 군, 둘다 받은 군의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정하였다.. 복합표본설계인 층화집락추출방법에 의해 수집되

어, 표본설계특성을 반영한 복합표본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층화변수는 층화(strata), 집락변수는 집락(cluster) 및 가중치 

변수는 가중치(w)로 계획파일을 작성하였다.

복합표본자료 분석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특성, 구강관리

행태는 빈도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태는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t-test, ANOVA)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과 주

관적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

형모형(multiple regr 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2%, 여자 48%이었으며, 중학생 47.9%, 고등학생 52.1%

이었고. 학업성적은 상 9.8%, 중상 22.0%, 중 30.1%, 중하 24.9%, 

하 13.2%이었다. 스트레스 인지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15.3%, 조금느낌 41.0%, 많이느낌 28.1%이

었고, 주관적 건강은 건강하지 못함 6.9%로 가장 낮았고, 건강한

편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위생교육경험은 손씻기, 

칫솔질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20.2%, 손씻기만 교육 7.6%, 칫솔

질 13.5%, 둘다 교육을 듣지 못함 5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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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행태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행태는 <Table 2>와 같다. 구강건강행

태는 하루칫솔질 횟수 1회 1.0%, 2회 6.3%, 3회 41.6%, 4회이상 

51.0%로 나타났으며, 점심식사 후 칫솔질은 항상한다 39.5%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은 매우나쁜편 1.9%, 나쁜편 

16.5%, 보통 49.7%, 좋은편 24.9%, 매우좋은편 24.9%이었다. 

치아홈메우기 경험은 있다 28.0%, 없다 72.0%이었고, 스케일링 

경험은 있다 28.4%, 없다 71.6%이었으며, 1년이내 치과진료 

경험은 있다 66.8%, 없다 33.2%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p<0.001), 

주관적 구강건강상태(p<0.001), 손씻기 횟수(p<0.001)는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인지(p<0.001)와 칫솔질 횟수(p<0.001)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구

별은 중학생이 주관적 건강(p<0.001), 주관적 구강건강(p<0.001), 

손 씻기 횟수(p<0.001)가 높았으며, 고등학생에서 스트레스인지

(p<0.001), 칫솔질횟수(p<0.001)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p<0.001), 

구강건강상태(p<0.001), 칫솔질 횟수(p<0.001)가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위생교육 경험은 주관적 건강(p<0.001), 

스트레스(p<0.001), 칫솔질 횟수(p<0.001), 손 씻기 횟수(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에서 둘 

다 교육을 받은 경우 3.99±0.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에서도 3.45±0.01점, 손 씻기 횟수에서도 둘 다 교육

을 받은 경우 3.17±0.0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Table 4>와 같다. 주관

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구분, 개인위생

교육경험, 주관적 구강건강, 스트레스인지, 칫솔질횟수, 손씻기 

Variables Group N %

Gender Male 29,841 52

Female 27,462 48

School Middle school 29,384 47.9

High school 27,919 52.1

Academic performance Low 7,647 13.2

Middle-low 14,296 24.9

Middle 17,234 30.1

Middle-high 12,570 22

High 5,556 9.8

Stress Low 2,235 3.8

Middle low 8,887 15.3

Middle 2,3403 41.0

Middle high 16,004 28.1

High 6,774 11.8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322 0.6

Middle 3,915 6.9

Middle 12,810 22.6

Healthy 24,785 43.2

Very healthy 15,471 26.8

Experience in education Both education 12,178 20.2

Washing hands 4,657 7.6

Tooth brushing 7,708 13.5

Not both 32,760 58.7

Total 57,303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Group N %

Tooth brushing frequency 

(daily)

≤1 time 612 1.0

2 times 3,694 6.3

3 times 23,645 41.6

≥4 times 29,352 51.0

Tooth brushing frequency 

(after lunch)

Always 22,018 39.5

Almost 12,681 22.0

Sometimes 9,062 15.3

No 13,542 23.2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bad 1,103 1.9

Bad 9,426 16.5

Usually 28,369 49.7

Good 14,324 24.9

Verry good 4,081 7.0

Experience in pit and fissure 

sealant

No 41,471 72.0

Yes 15,832 28.0

Experience in scaling No 41,596 71.6

Yes 15,707 28.4

Experience in dental care No 19,290 33.2

Yes 38,013 66.8

Total 57,303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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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이었다. 성별은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교차비는 0.213, 

학교구분은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교차비는 -0.091, 

학업성적은 상을 기준으로 하 -0.137, 중하 -0.090, 중 -0.057, 

중상 -0.043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교육경험은 둘 다 받지 않은 

Variables Group
Subjective 

health

Subjective oral 

health
Stress

Tooth brushing 

frequency

Washing hands

frequency

Gender Male 4.03±0.01 3.22±0.01 3.11±0.01 3.35±0.01 3.16±0.01

Female 3.71±0.01 3.11±0.01 3.50±0.01 3.51±0.01 3.10±0.01

p <0.001 <0.001 <0.001 <0.001 <0.001

School Middle school 3.96±0.01 3.21±0.01 3.24±0.01 3.39±0.01 3.14±0.01

High school 3.82±0.01 3.12±0.01 3.37±0.01 3.47±0.01 3.10±0.01

p <0.001 <0.001 <0.001 <0.001 <0.001

Academic performance Low 3.72±0.16 2.98±0.15 3.50±0.01 3.31±0.01 3.01±0.01

Middle-low 3.83±0.01 3.09±0.01 3.33±0.01 3.40±0.01 3.10±0.01

Middle 3.92±0.01 3.20±0.01 3.24±0.01 3.46±0.01 3.16±0.01

Middle-high 3.93±0.01 3.24±0.01 3.25±0.01 3.46±0.01 3.13±0.01

High 4.01±0.12 3.32±0.01 3.20±0.01 3.51±0.01 3.15±0.01

p <0.001 <0.001 <0.001 <0.001 <0.001

Experience in education Both education 3.99±0.01 3.17±0.01 3.28±0.01 3.45±0.01 3.17±0.01

Washing hands 3.91±0.16 3.15±0.01 3.30±0.02 3.45±0.01 3.09±0.01

Tooth brushing 3.91±0.12 3.16±0.01 3.31±0.01 3.42±0.01 3.14±0.01

Not both 3.85±0.01 3.18±0.01 3.33±0.01 3.40±0.01 3.05±0.01

p <0.001 0.30 <0.001 <0.001 <0.001

by Complex samples generalized linearregression

<Table 3>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 B SE t p

Gender Male 0.213 0.009 24.053 <0.001

Female Ref.

School Middle school Ref.

High school -0.091 0.009 -9.836 <0.001

Academic performance Low -0.137 0.018 -7.591 <0.001

Middle-low -0.090 0.013 -7.075 <0.001

Middle -0.057 0.012 -4.750 <0.001

Middle-high -0.043 0.012 -3.523 <0.001

High Ref.

Experience in education Both education 0.047 0.010 4.587 <0.001

Washing hands 0.023 0.015 1.586 0.113

Tooth brushing 0.013 0.011 1.148 0.251

Not both Ref.

Subjective oral health 0.185 0.005 35.497 <0.001

Stress -0.241 0.004 -55.385 <0.001

Tooth brushing frequency 0.047 0.006 7.437 <0.001

Washing hands frequency 0.091 0.006 14.248 <0.001

by Complex samples generalized linearregression

<Table 4> Variables affecting subjective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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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기준으로 교차비는 둘 다 교육을 받은 경우 0.047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 0.185, 스트레스 -0.241, 칫솔질 횟수, 

0.047, 손씻기 횟수 0.091 교차비를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명력은 17.2%였다.

5.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Table 5>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구분, 

개인위생교육경험, 주관적 구강건강, 스트레스인지, 칫솔질 횟

수, 손 씻기 횟수이었다. 성별은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교차비

는 0.041, 학교 구분은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교차비는

-0.058, 학업성적은 상을 기준으로 하 -0.058, 중하 -0.023, 중 

-0.172, 중상 -0.096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교육경험은 둘 다 

받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교차비는 둘 다 교육을 받은 경우

-0.044, 칫솔질 교육만 받은 경우-0.033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0.183, 스트레스-0.042, 칫솔질 횟수, 0.137, 손 씻기 횟수 

0.129 교차비를 나타냈다.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명력은 9.7%였다.

Ⅳ. 고찰

청소년기 학생은 집단생활을 하므로, 인구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는 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습관은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건강증

진을 위한 개인위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건강증진

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제15차(2019년)청소년건

강 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의 개인

위생교육경험이 주관적 건강 및 구강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위생교육경험은 손씻기 교육, 칫솔질 

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20.2%, 손 씻기만 교육 받은 경우 7.6%, 

칫솔질만 교육 받은 경우 13.5%, 둘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58.7%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개인위생 교육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위생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 조사에서 손씻기 교육경험률은 

성인 54.4%%, 청소년 45.4%로 청소년 교육이 성인에 비해 부족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 실습을 통한 교육은 성인 8.7%, 청소년 6.5%에 

Variables Group B SE t p

Gender Male 0.041 0.009 9.896 <0.001

Female Ref.

School Middle school Ref.

High school -0.058 0.008 -2.654 <0.001

Academic performance Low -0.233 0.018 -16.279 <0.001

Middle-low -0.172 0.014 -15.389 <0.001

Middle -0.096 0.013 -11.445 <0.001

Middle-high -0.056 0.014 -8.542 <0.001

High Ref.

Experience in education Both education -0.044 0.010 -2.256 <0.001

Washing hands -0.041 0.015 -1.208 0.005

Tooth brushing -0.033 0.012 -1.377 0.004

Not both Ref.

Subjective health 0.183 0.005 1.873 <0.001

Stress -0.042 0.006 -30.229 <0.001

Tooth brushing frequency 0.137 0.006 -0.765 <0.001

Washing hands frequency 0.129 0.005 19.158 <0.001

by Complex samples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Table 5> Variables affecting subjectiv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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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해 제대로 된 경험 중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개인위생교육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

다 학기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손 씻기와 칫솔질 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주관적 건강이 

3.99±0.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는 3.45±0.01

점, 손 씻기 횟수는 3.17±0.0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위생 

교육시 손씻기 교육과 칫솔질 교육을 둘 다 받은 경우 주관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진[13]의 연구에서 청소

년의 칫솔질 1회 증가 시 손 씻기 실천율이 1.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칫솔질과 손 씻기 실천의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개인위생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주

관으로 시행중인 학생 감염병 교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실습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위생교육 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칫솔질교육과 손씻기 교육을 병행하여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손씻기와 칫솔질

을 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구강건강상태, 칫솔질 횟수, 손씻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구강건강은 건강상태, 칫솔질 횟수, 손씻기 횟수가 증가할수

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등[14]의 연구에서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한 통합적인 개인위생습관형성프로그램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교육하였으며, 그에 대한 효과는 지식과 실천

의 향상을 통해 확인하여 통합적 교육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개인위생교육은 손씻기와 칫솔

질교육을 구분하여 별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적 교육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손씻기와 칫솔질 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 연구로 개인위생교육과 건강상태의 관련성

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개인위생교육 

빈도 및 교육방법들을 고려하여 연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

년의 개인위생교육 경험 및 건강행태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

된 건강 및 구강건강은 가족구성원 및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며[15], 청소년 시기에 정기적인 교육

을 실행하여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위생교육 경험이 주관적 건강 및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15차(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건강은 건강하지 못함 6.9%로 가장 낮았고, 건강한

편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위생교육경험은 

손씻기, 칫솔질교육을 둘다 받은 경우 20.2%, 손씻기만 

교육 7.6%, 칫솔질 13.5%, 둘다 교육을 듣지 못함 58.7%로 

나타났다.

2. 구강건강행태는 하루칫솔질 횟수 1회 1.0%, 2회 6.3%, 3회 

41.6%, 4회이상 51.0%로 나타났으며, 점심식사 후 칫솔질

은 항상한다 39.5%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은 

매우나쁜편 1.9%, 나쁜편 16.5%, 보통 49.7%, 좋은편 24.9%, 

매우좋은편 24.9%이었다.

3.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구분, 

개인위생교육경험, 주관적 구강건강, 스트레스인지, 칫솔

질횟수, 손씻기 횟수이었다(p<0.001).

4. 주관적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교구

분, 개인위생교육경험, 주관적 구강건강, 스트레스인지, 칫

솔질 횟수, 손 씻기 횟수이었다(p<0.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행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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